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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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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이 가 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갑)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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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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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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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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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이 정치를 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려면,

정치부터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저항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은’ 모든 분들을 위해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동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이가현

정치는 벽이 아니라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여성비율이 역대 최대라는 20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17%입니다.

우리 사회의 절반이 여성임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시급한 성평등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며,

적극적으로 성평등·젠더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은 전무합니다.

국회가 성평등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성평등 해질 수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국회를 바꿉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우리 사회도 바뀝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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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가현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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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품화와_꾸밈노동_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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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_경제_다양한_정치

²´,�+���/Æ�ÀÛ���>=�¤ù

²´,�+�Ùë����*��-���â

²�+���å)��ñòâ�Ò�[~���â

²('�¢�Ê'&%������ª�Å[���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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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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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의 공약은 모든 공약이 청년여성공약 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이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무엇이든

똑같이 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평등의 대상에 반드시 남성과 여성만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평등한 세상은 모든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평등한 우리 나라를 위해 동대문구부터 성평등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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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생태 #동물권

분야별 지역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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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를 지켜 온 여성들이 있었기에

페미니스트 이가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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